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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자기소개
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 사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장을 맡아

서비스 연계 및 청소년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지역에 위기청소년들을 돕
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, 제가 일하는 곳 또한 질적·양적 서비스가
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28년째 지역 주민 지킴이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습

니다.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, 믿음이 전제가
되어야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. 때로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
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있습니다.

#1388청소년지원단 가입배경
저희 복지관은 지역주민을 위하여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기
부받은 음식들을 지역 내 결식문제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
어 있으며, 이에 기부식품처 개발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
층 지역주민들을 위한 음식 및 물품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기에 부산 사상구 청
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과 인연이 되었습니다.

#주요활동내용
부산 사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에서 고위기 청소년들을 위한
활동,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백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지역 내 고위
기청소년들을 위해 식사대용의 간식을 위해 빵을 제공하여 이들이 결식이 생기지
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. 또한 코로나로 인해 심리내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위
기청소년들이 좀 더 즐겁게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카카오미니C(AI블루투
스) 50개 후원물품을 전달하여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
력했습니다.

#1388청소년지원단으로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례
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을 기반으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
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기에 청소년지원단 활동이 이 지역 청소년
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습
니다. 고민 끝에 청소년지원단의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청소년 및 주민들을 위해 다
각적인 복지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이
런 다양한 생각 중에 법인(세이브더칠드런)의 국제어린이마라톤행사가 코로나로
인하여 중단되면서 법인에서 후원을 받았던 카카오미니C를 의미 있는 곳에 전달
하고자 1388청소년지원단에게 지원하여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경험이 가
장 기억에 남습니다.

#1388청소년지원단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
1388청소년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무엇보다 지역의 위기청소년들을 위해 우리가
해야 하는 역할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또한, 지역사회복지관에만

근무하여 타기관에 대한 사업이해도가 낮았지만 1388청소년지원단으로 활동하면
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지역사회 종합사회복지관이 협력적으로 네트워크를 구
축하고 자원 활용도를 높이면서 함께 사례를 공유하며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함께
조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
#끝으로, 하고 싶은 말
지역사회 종합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과 시민들이 1388청소년지원
단에 참여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청소년들에게 직·간접적으로 도움을 줄
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.

